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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I/UL 2900 : Cybersecurity for Network-Connectable Products

인터텍의 전문가와 새로운 규격인 ASNI/UL 2900 에 대해 함께 준비하십시오. 

ANSI / UL 2900은보안의취약점및악용을줄이기위해다른네트워크지원장치와데이터를전송, 저장하는네트워크연결 (상호연결된) 장치의
테스트에대한측정기준을제공하는규격입니다.
Intertek은장치, 소프트웨어및사이버보안을위한종합적인품질보증을제공하며, 고객이최선의솔루션을결정할수있도록도와드릴것
입니다. 

ANSI/UL 2900 서비스:
자문서비스
Intertek의 ANSI / UL 2900 자문서비스가도움을드리겠습니다. 제품의보안문제를이해하고 ANSI / UL 2900 평가로드맵을개발하거나 FIPS 140-2 
및 Common Criteria에대한인증을위해함께해결할수있습니다.

초기 Gap 분석
초기 Gap 분석은성공적인인증의기초를제공합니다. 이평가는귀하의제품이현재 ANSI / UL 2900 표준에서요구하는기능적보안요구사항과
위험기반보안설계및구현결정을문서화하여기록을확인합니다. Gap 분석의결과는제품인증을계속하기로결정한경우 Gap을줄이기위한
권장사항입니다.

ANSI/UL 2900 전체평가
Intertek의전문가는귀사의제품을 ANSI / UL 2900의전체 Scope을테스트하여현재의사이버보안산업규격에충족하는지확인할것입니다. 
제품에따라 UL 2900-1, UL 2900-2-1, UL 2900-2-2 및 UL 2900-2-3 규격으로테스트합니다.

데이터보안평가를위해협력사를선택할때인증된 Third Party 시험소와협력하면, 제품또는솔루션에대해전문적인상담을받으실수있을
것입니다. Intertek이 EWA-Canada 및 Acumen Security LLC를인수함으로써당사의전문가는수십년간의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폭넓은기술, 
제품및응용프로그램에대한다양한평가및테스트를수행할수있습니다. 

Intertek의시험소는모든제품에대해신뢰할수있는 Third party의기능및보안기반테스트를정의, 개발및수행할수있도록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검증프로젝트에사용될 TRD (Test Requirements Document)를확인하고완성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완벽하고세부적인테스트
절차는개발자와함께하며, 완료되면요약된내용과함께전체보고서가발행되고테스트가완료되면확인서와함께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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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18-04876 Consumer Disclosure and Labeling; Promoting Spectrum Access for Wireless Microphone Operations
FR Doc. 2018-04876 소비자정보공개및라벨링; 무선마이크작동을위한스펙트럼액세스촉진

In this document the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and the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dopt specific language for the consumer disclosures which the Commission adopted in 2015 and which concern 
the operation of wireless microphone (licensed or unlicensed) or video assist devices capable of operating in the 600 MHz service frequency band. With 
the close of the incentive auction on April 13, 2017, the 600 MHz service band has been reallocated for new wireless services, and wireless  microphones 
and video assist devices must cease operations in this band no later than July 13, 2020 to avoid harmful interference to new wireless services. This 
disclosure requirement, including the specific Consumer Alert language, applies to persons who manufacture, sell, lease, or offer for sale or lease, wireless 
microphones or video assist devices authorized pursuant to and informs consumers of the changes that will affect their use of these devices in the newly 
established 600 MHz service band. Effective: April 11, 2018. 

이문서에서는연방통신위원회의소비자통신부와무선통신국및공학기술부는연방통신위원회가 2015 년에채택한소비자정보공개를위한
특정언어와무선마이크 (허가받았거나또는허가받지않은) 또는 600MHz 서비스주파수대역에서작동할수있는비디오보조장치를채택했습
니다. 2017 년 4 월 13 일경매가끝나고 600MHz 서비스대역이새로운무선서비스를위해재할당되었으며무선마이크및비디오보조장치는유
해간섭을피하고, 새로운무선서비스에이르기까지 2020 년 7 월 13 일까지이대역에서작업을중단해야합니다. 2018년 4월 11일부터특정소비
자경고언어를비롯한이공개요구사항은장치를새로설립된 600MHz 서비스대역으로의소비자사용에영향을줄수있는변경사항에따라허
가된무선마이크또는비디오보조장치를제조, 판매, 임대또는판매또는임대제공하는사람에게적용되며소비자에게알려줍니다.

2. KDB 853844 D01 Accredited Lab Checklist v02r02 
2. KDB 853844 D01 승인된 Lab Check List v02r02

Changes: 
• The checklist was updated to reflect changes related to allowed standards including ANSI C63.4-2014, ANSI C63.10-2013, TIA-102.CAAA-E, ANSI/TIA-

603-E, ANSI C63.5-2017, ANSI C63.26-2015 and ISO/IEC 17025:2017.
• A KDB publication reference table was added to the document.

변경사항
• 체크리스트는다음과같은규격과관련된변경사항을반영하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 ANSI C63.4-2014, ANSI C63.10-2013, TIA-102.CAAA-E, ANSI/TIA-603-E, ANSI C63.5-2017, ANSI C63.26-2015 and ISO/IEC 17025:2017
• KDB Publication 참조 Table이추가되었습니다.

3. KDB 641163 D01 TCB Program Roles and Resp v04
3. KDB 641163 D01 TCB프로그램 Roles and Resp v04

Key changes: 
• Updated document for consistency with KDB Publication 974614.
• Updated Standards per rule changes and specified years for standards including: ANSI C63.26-2015, TIA 603-E:2016, TIA 102-CAAA-E:2016, ISO/IEC 

17065.
• Updated to allow the use of the 2017 editions of either ISO/IEC 17011 or 17025.
• Updated table to modify microwave frequencies breakpoint from the Part 101.3 definition (890 MHz) to the Part 2.101 definition convention (3 GHz).
• Updated Table 3 to add Parts 30, 90 Subpart M, 95 Subpart M, 95 Subpart L, 96 and applicable KDB Publications.

주요변경사항
• KDB Publication 974614와의일관되게하기위하여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아래의규격을포함한규격에대한 Rule 변경및지정된년도에따라업데이트를하였습니다.

- ANSI C63.26-2015, TIA 603-E:2016, TIA 102-CAAA-E:2016, ISO/IEC 17065
• ISO / IEC 17011 또는 17025의 2017 개정판을사용할수있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 Part 101.3 definition (890 MHz)에서 Part 2.101 definition convention (3 GHz)로전자레인지주파수 Breakpoint를수정하기위해관련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표 3에파트 30, 90 서브파트 M, 95 서브파트 M, 95서브파트 L, 96및해당 KDB을추가하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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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DB 974614 D01 Accredited Test Lab Roles and Resp v05
4. KDB 974614 D01 승인된시험소 Roles and Resp v05

Key changes: 
• Updated Scope table A1 and reference section to incorporate the following test procedures: ANSI C63.26-2015, TIA 603-E:2016, TIA 102-CAAA-E:2016, 

ANSI C63.5-2017.
• Updated Scope table A1 to add Part 30, 95M, and 95L to Microwave and Millimeter Wave Band Radio Service.
• Updated to add references to SDoC procedures under FCC 17-93.
• Updated table to modify microwave frequencies breakpoint from the Part 101.3 definition (890 MHz) to the Part 2.101 definition convention (3 GHz).
• Updated to allow the use of either the 2005 or 2017 version of ISO/IEC 17025.

주요변경사항
• 다음의테스트절차를포함하도록표 A1과참조절을업데이트하였습니다.

- ANSI C63.26-2015, TIA 603-E:2016, TIA 102-CAAA-E:2016, ANSI C63.5-2017
• 마이크로파및밀리미터파대역무선서비스에 Part 30, 95M 및 95L을추가하도록표 A1을업데이트하였습니다.
• FCC 17-93에따라 SDoC 절차에대한참조를추가할수있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 Part 101.3 definition (890 MHz) 에서 Part 2.101 definition convention (3 GHz) 으로마이크로웨이브주파수구분점을수정하기위해관련표를업

데이트하였습니다.
• 2005 또는 2017 버전의 ISO/IEC 17025를사용할수있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5. KDB 974614 D02 Accreditation Body Recognition v01r01
5. KDB 974614 D02 Accreditation Body Recognition v01r01

Changes: 
• Updating references to the new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procedures
• Updating the document to allow use of the 2017 editions of ISO/IEC 17011 and 17025.

변경사항
• 새로운 SDoC 절차에대한참조사항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 ISO / IEC 17011 또는 17025의 2017 개정판을사용할수있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6. KDB 668797 D01 TCB Accreditation Checklist v03r02
6. KDB 668797 D01 TCB Accreditation 체크리스트 v03r02

Key changes: 
• Updated for consistency with KDB 641163 TCB roles and responsibilities.
• Updated for FCC 17-93 rule changes for SDoC.
• Updated standards per rule changes and added reference year.
• Updated to modify microwave frequencies breakpoint from the Part 101.3 definition (890 MHz) to the Part 2.101 definition convention (3 GHz) and 

reorganized related questions in scopes B2 and B4.
• Updated to add question about ISO/IEC 17025:2017.

주요변경사항
• KDB 641163 TCB 역할및책임을일치시키기위해업데이트되었습니다.
• SDoC에대한 FCC 17-93 Rule 변경사항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 Rule 변경과추가된참조년도에따라규격을업데이트하였습니다.
• Part 101.3 definition (890 MHz) 에서 Part 2.101 definition convention (3 GHz) 로마이크로파주파수구분점을수정하고, B2 및B4 범위의관련질문

을재구성하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 ISO/IEC 17025 : 2017에대한질문을추가하도록업데이트되었습니다.

7. KDB 901874 D01 Telecom MRA v01r02
7. KDB 901874 D01 Telecom MRA v01r02

Changes to the document include editorial corrections, specification of year for standards, note to allow use of 2017 edition of ISO/IEC 17011 and 17025, 
updates to the stakeholder information and updates to reflect the FCC recognizing accredited testing laboratories in specific non-MRA countries. 

KDB Home Page: https://apps.fcc.gov/oetcf/kdb/index.cfm

이문서의변경사항에는편집상의수정, 규격에대한년도지정, ISO/IEC 17011 및 17025의 2017년판사용을허용하는내용, 특정비 MRA국가의공
인시험소를인정하는 FCC의이해관계자정보및업데이트에대한내용이포함됩니다.

KDB Home Page: https://apps.fcc.gov/oetcf/kdb/index.cfm

https://apps.fcc.gov/oetcf/kdb/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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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의 서비스

빠른서비스 제품을테스트하고인증을받는기간이시장에서가장빠릅니다.

매출증대 고객의제품을경쟁사보다더빨리시장에출시하여고객의수익잠재력과시장점유율을극대화합니다.

유연성및효율성
인터텍의목표는고객이제품개발목표를모두달성할수있도록도와드리는것입니다. 
고객이제품을출시하고원하는모든시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돕기위해일정에따라 필요한보증, 테스트, 검사및
인증서비스를제공합니다.

ISED Update 
ISED 업데이트

1. Decisions on New Requirements for Wireless Device Testing Laboratories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ISED) announces changes to the requirements for wireless device testing laboratories. 

2. REC-AB —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Bodies for Non-MRA Countries, Issue 1
This document describes the criteria and procedure for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bodies by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ISED) in order for the accreditation bodies to accredit testing laboratories and perform accreditation services in countries where Canada has no Mutual 
Recognition Agreement/Arrangements (MRA) on Conformity Assessment. 

3. CB-02 — Recognition Criteria and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Certification Bodies (CBs) for the Certification of Radio 
Apparatus, Issue 8
It has been updated as per the decision on New Requirements for Wireless Device Testing Laboratories. 

4. REC-LAB —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Testing Laboratories, Issue 6
This procedure has been revised with new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radio apparatus and broadcasting equipment standards for testing laboratories 
located i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Arrangement (MRA) partner, as well as testing laboratories located in non-MRA countries.

5. DES-LAB — Procedure for Designation and Recognition of Canadian Testing Laboratories, Issue 7
This procedure has been updated to consider the new requirements for wireless device testing laboratories. 

6. RSS-Gen —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liance of Radio Apparatus, Issue 4 Amendment 1
This document was updated in section 6.1 based on the Decisions on New Requirements for Wireless Device Testing Laboratories.

ISED Official Publications Home Page: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841.html

1. 무선장치시험소의새로운요구사항에대한결정
ISED는무선장치테스트시험소에대한요구사항에대한변경을발표했습니다

2. REC-AB - 비MRA 국가에대한승인기관인정절차, Issue 1
이문서는캐나다가적합성평가에대한 MRA가없는국가에서인정기관이시험기관을인정하고, 서비스를수행할수있도록 ISED에의해승인된
기관에대한인정기준과절차를설명합니다.

3. CB-02 –무선장비의인증을위해 CB에적용할수있는인정기준, 행정및운영요구사항, Issue 8
무선장치테스트실험실에대한새로운요구사항에대한결정에따라업데이트되었습니다.

4. REC-LAB –해외시험소의인정절차, Issue 6
이절차는비 MRA 국가에위치한실험소뿐아니라 MRA 국가에있는시험소를위한무선장치및방송장비규격에대한새로운인증요구사항에
따라개정되었습니다.

5. DES-LAB –캐나다시험소의지정및인정절차, Issue 7
이절차는무선장치테스트시험소에대한새로운요구사항을고려하여업데이트되었습니다.

6. RSS-Gen –무선기기준수를위한일반요구사항, Issue 4 Amendment 1
이문서는무선장치테스트실험소의새로운요구사항에대한결정을기반으로 6.1항에업데이트되었습니다. 

ISED Official Publications Home Page: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841.html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841.html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8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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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인증

NOM(Norma Oficial Mexicana) Mark

멕시코로수출되는모든전기제품은에너지효율뿐 아니라
NOM 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만약제품이멕시코
시장에이미진출한 2000 개이상의제품중하나에속하는
경우, NOM 규격을준수한다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NOM 
인증을요구하는제품에는가정용냉장고, 냉동고, 가스히터, 
의류세탁기, 에어컨, 소형유도전동기및전동공구; 수직및
수중용펌프; 소형형광등및배선장치; 데이터전송기
(디지털, 아날로그, LAN 또는 WAN 시스템) 및공공통신
네트워크 (PTN)에연결되고신호를처리, 수신, 전송또는
변환하도록설계된통신제품이포함됩니다.

Intertek의멕시코시험소는 EMA의공인된시험소입니다. 
그러나북미, 유럽및아시아의다른 Intertek 연구소에서시험
가능합니다. 제품이해당 NOM 요구사항을준수하는것으로
확인되면, 멕시코를대신하여인증서가발급되고제품에
NOM 마크를표시할수있습니다.

Intertek은멕시코 Secretaría de Economía의 DGN (General 
Direction of Standards)에의해인증기관 (인증및승인코드 : 
61/08)으로인증및승인되었습니다. 공인된인증기관인
Intertek은제품안전을테스트하고멕시코시장진입을위한
NOM 마크를발행가능합니다. NOM 인증기관에대한자세한
내용은멕시코의웹사이트를참조하십시오. 
(mexico.intertek-etlsemko.com) 

멕시코법에따라 NOM 인증서보유자는보증, 유지보수및
제품의책임을지게됩니다. NOM 인증서는양도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NOM 보유자인제조사는 NOM 인증의사용
권한을멕시코 Distributer 에게까지연장할수있으며, 
Distributer는추가테스트없이자신의 NOM 인증을할수
있습니다. NOM 인증서는멕시코제조업자와수출업자또는
멕시코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의제조업자와
수출업자에게만발행됩니다.

NOM 마크

NOM 승인취득방법

Intertek에제품에대한문서를전달하고, 적용가능한 NOM 
규격을확인하여시간을절약하고테스트및인증비용을
절감하십시오.
테스트를위해샘플의운송을조정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
Intertek의운송회사및세관중개인을통해처리할수
있습니다.
NOM 인증을획득할때까지 NOM 규격에따라테스트하고
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실수있습니다.
Intertek은아래의 NOM 안전규격에따라제품을인증합니다.
NOM-001-SCFI-1993
NOM-003-SCFI-2000
NOM-016-SCFI-1993
NOM-019-SCFI-2000

귀사의제품이공공통신네트워크에연결될예정인경우해당
NOM 규격및 / 또는 ITU 권고사항에대해테스트하고완벽한
통신장비형식승인을받으십시오.
Intertek은제품및포장마킹에도움을드리며, 스페인어로
제품설명서및보증서를준비하는데도움을드릴수
있습니다.
멕시코통신규제당국인 SCT가요구하는요건을충족시키기
위해 Telecom Homologation을포함한다양한멕시코요구
사항에대한전문지식을제공해드립니다.

인터텍은멕시코인증(NOM mark)을발행하는정식승인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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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Korea 월간제품안전동향 / 인증현황

출처 :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3월 안전 관리 품목별 인증(확인) 적합, 취소 현황

‘제품안전혁신포럼’에서임헌진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과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로빠르게전환되면서제품의융복합화, 생산의
글로벌화, 유통채널의다양화등새로운제품환경이구성되고있다＂며 “단일품목에대한안전기준을 1~2년에걸쳐만들고이를관리하는현재의
체계로는시장의변화속도를따라가기힘들뿐만아니라안전관리사각지대가형성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 이어 “이미국제적으로도제품
시장출시전기업의자율안전관리를확대하는대신시장모니터링과제품리콜에대한국제적공조등사후관리를강화하는추세＂라며 “새로운
체계개편이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습니다.

최근제품시장이다변화되면서안전관리품목에대한신규, 누적안전인증등록건수도증가추세입니다. 임헌진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안전관리품목외에요가매트와휴대폰케이스등비관리제품은물론드론, 피젯스피너등융복합신제품등에대한
안전관리필요성이대두되는상황”이라며 “제품안전관리영역을확대해시장움직임에민첩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가만들어져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가습기살균제와가구서랍장사고등을살펴봤을때국내외제품의위해사고정보가적시에수집되고이를조사한뒤
위해성평가를빠르게내릴수있도록대처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

한국인증 ; KC 마크

특정제품을한국에유통, 판매하고자할경우반드시표시되어져야하는법정의무인증마크로,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의강제인증

분야에국가적으로단일화한마크입니다. 제품에따라전기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또는e-standby 시험/인증을받아야

부착이가능합니다. 

인터텍은세계적으로 100 개국이상의 1,000 개지역에 42,000명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는 Total Quality Assured 실현기업입니다. 인터텍은

귀사의제품이전세계모든시장에서품질, 건강, 환경, 안전및사회적책임표준을충족할수있도록제품의안전시험및인증, 전자파(EMC) / 

무선(RF) 시험, 에너지효율시험, 성능시험등폭넓은시험및인증서비스를국내에서모두제공합니다. 특히, 국내인증에대해안전, 에너지, 

전자파/무선업무를보다빠르고정확하게인증을취득하도록도와드리고있습니다. 

2012.7.1 이전에 『산업표준화법』제 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은 전파법 제 58조의 2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은 공지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부터 안내되어 공유 드립니다.

- 2012.7.1 이전에 『산업표준화법』제 15조에 따라 인증 받은품목은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9호>에 따라 KS 인증서 상에 명시한 모든 범위의 품목을 적합성평가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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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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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 규격 제정 과정

의견 제시(제조자, 부품업체, CISPR위원, 기타 단체) 

CISPR Working Group을 형성 : 검토된 내용을 CD문서로 작성

CISPR 정식 문서로서 제정

✓ 각 회원국 및 CENELEC(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근거로 자국 규격에 맞는 기준으로 제정 함. (EN 등) 

✓ 국가별로 적용하는 Version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 내용을
추가/삭제함

1. CD(Committee Draft)문서 배포 : CISPR 모든 회원국에 의견
확인

2. CDV(Committee Draft Voting) 문서 : 각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

3. FDIS (Final Draft in Standard) 문서 : CDV에서 찬성 된
문서를 1년에 한번 개최되는 CISPR 회의에서 최종 심의 함.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Comité international spécial desperturbations radioélectriques(CISPR)
국제무선장애특별위원회

CISPR은전파장애에관한국제적인합의를촉진하고그에따라국제무역을신장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하였다. IEC와공동보조를취하며,  
주요활동은다음과같다.
①장애원으로부터전파수신보호.
②전파장애측정을위한설비와방법개발.
③전술한장해원에의해서야기되는전파장애의한도설정.
④음향및텔레비전영상수신장치에대한전파장애면제조건및 (IEC 전문위원회와공동으로) 그러한면제조치에관한방법의지시.
⑤가능한경우는 CISPR과다른 IEC 및 ISO 전문위원에의해채택된규격및그러한위원회와공동으로수신기이외의장치에관한전파발신및
면제요건에관한조화를도모.
⑥전기기구의전파장애억제에관한안전규칙에영향을준다.

CISPR는 6개의소위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에대해다음과같이
정의되고각다른영역을담당한다.
A - Radio-interference measurements and statistical methods

(무선간섭측정및통계방법)
B – Interference relating to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radio-frequency 

apparatus, to other (heavy) industrial equipment, to overhead power lines, 
to high voltage equipment and to electric traction
(산업, 과학및의료용고주파장치, 기타산업설비, 전력선, 고전압
장비및전기견인과관련된간섭)

D – Electromagnetic disturbances related to electric/electronic equipment on 
vehicle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powered devices
(차량의전기전자장비와구동장치의내연기관과관련된전자파장애)

F - Interference relating to household appliances tools, lighting equipment and  
similar apparatus
(가전기기, 조명장비와그와유사한장치에대한간섭)

H - Limits for the protection of radio frequencies
(무선주파수에대한보호제한)

I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multimedia equipment and receivers
(정보기술장비, 멀티미디어장비와수신기에대한전자기호환성)

표준화에대하여서는다음에관계되는전파장애측면에관한규격을개발하고있다.
①다음장해원으로부터의전파수신의보호. 즉, 모든종류의전기기구 ; 발화시스템 ; 전기교통시스템을포함한전기공급시스템 ; 공업적, 
과학적및전기의료적인라디오주파수응용설비(정보전달을의도한전송기에서의전파발신은제외) ; 음향및텔레비전영상수신기 ; 
데이터처리설비및전자사무기기.
②전파장해측정을위한설비및방법의개발.
③전술한 1항에게재된장애원에의해서야기되는전파장애의한도설정.
④음향및텔레비전영상방송수신장치에대한전파장해면제요건및 (IEC 전문위원회와공동으로) 그러한면제조치에관한방법의지시. 

출처및참조 : 전세계규격사전,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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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격에대한용어설명

전기감전에대한보호 : 절연에대한정의

용어 정의 해석

Basic insulation Insulation applied to liver parts to provide basic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기본절연(B) : 
감전에대한기본적인보호기능을제공

Supplementary insulation Independent insulation applied in addition to basic insulation, 
in order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in the 
event of a failure of basic insulation

보충절연 (S) :
기본절연에실패할경우감전을방지하기위해기
본절연이외에독립적인절연이적용

Double insulation Insulation system comprising both basic insulation and 
supplementary insulation

이중절연 (D)
기본절연과보충절연을모두포함하는절연

Reinforced insulation Single insulation applied to live parts, that provides a degree 
of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equivalent to double 
insulation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is standard

강화절연 (R)
Live part에적용되는단일절연으로서규격에서규
정한조건하에서이중절연과동등한전기적충격
보호

Functional insulation Insulation between conductive parts of different potential 
which is necessary onl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appliance

기능절연 (F)
기기의적절한기능을위해서만필요한다른전위
의도전부사이의절연

• Live parts 

conductor or conductive part intended to be energized in normal use, including a neutral conductor but, by convention, not a PEN conductor

충전부 : 통상사용시에충전되어지는도체또는도전부. 이경우중선선도포함되지만 PEN 도체는포함하지않습니다.

• IEC 60335-1에준한정보로주관적인해석이포함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전기감전에대한보호 : 절연예시

Basic insulation : 기본절연(B) Supplementary insulation : 보충절연(S) Double insulation : 이중절연(D)

Reinforced insulation : 강화절연(R) Functional insulation : 기능절연(F)



GCC, 전기전자장비에대한 RoHS 초안발표

중동 7국 RoHS

2018-05

걸프협력회의표준화기구 (GSO, Gulf Cooperation Council Standard Organization)는전기전자장비의유해물질제한(RoHS) 
초안을발표했습니다.

제품의적합성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모든서류는아랍어및영어로작성되어야하며,  시장에제품을출시한날로 10년동안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GCC 마크는제품에만부착해야하며, GSO 적합성추적기호(GCTS)는외부포장및설명서와함께제공되어야합니다.

규제 항목 및 농도

인터텍의 RoHS 서비스 : 단 4일의기간으로 RoHS 분석이가능합니다!

인터텍은글로벌시험인증기관으로환경시험을진행하는글로벌시험소현황을보유하고, 서울시험소와울산시험소를운영중에있으며, 

지역에따라보다편하고빠르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새로규제되는중동지역뿐아니라유럽등일반적으로규제하는 ROHS부터

SVHC까지다양한시험분석을인터텍을통해 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 균질재질의 RoHS 분석 :  Pb Hg, Cd, Cr6+, PBBs, PBDEs, BBP, DBP, DEHP, DIBP

• Intertek FPP(Final Package Product) 분석

제품군

1. 대형가전제품

2. 소형가전제품

3. IT 및통신장비

4.  소비재

5. 조명장비

6. 전기및전자공구(대규모고정식산업공구제외)

7. 완구, 레저및스포츠기구

8. 의료기기

9. 산업모니터링및제어기기를포함한모니터링및제어기기

10. 자동디스펜서

11. 위에범주에포함되지않는기타전기전자장비

Substance
Maximum concentration limit 

by weight

Lead 0.1 %

Mercury 0.1 %

Cadmium 0.01 %

Hexavalent chromium 0.1 %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0.1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0.1 %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0.1 %

Butyl benzyl phthalate (BBP) 0.1 %

Dibutyl phthalate (DBP) 0.1 %

Diisobutyl phthalate (DIBP) 0.1 %

GCC Standard Organization (GSO)은 GCC Supreme Council (22 번째세션, 2001 년 12 월 30-31 일, 오만무스카트)의결의로설립된 Reg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RSO)이며 2004 년 5 월에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및쿠웨이트국가가포함됩니다. 2010 
년 1 월 GSO 이사회는예멘공화국을 GSO 정회원으로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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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통보문

통보문번호 국가 분야 제품 제목 통보일 강제시행일

ECU/3/Rev.1/Add.2 에콰도르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가정용
냉장기기

에콰도르기술규정 RTE INEN 009 
(1R), “냉장용가전기기”의개정초
안

2018-03-20 -

UKR/134 우크라이나 전자기기
전기및전자

장비

≪전기및전자장비용특정유해
물질의사용제한에관한기술규정
의부록 3 개정을위한≫우크라이
나내각의결의안초안(3 페이지, 
우크라이나어)

2018-03-21 -

SAU/0 사우디아라비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세탁기

(미통보) 2018-095 세탁기에너지
효율

2018-03-26 -

SAU/0 사우디아라비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건조기

(미통보) 2018-096 건조기에너지
효율

2018-03-26 -

SAU/0 사우디아라비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냉장고

(미통보) 2018-097 냉장고에너지
효율

2018-03-26 -

SAU/0 사우디아라비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에어컨

(미통보) 2018-098 에어컨에너지
효율

2018-03-26 -

SAU/0 사우디아라비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워터히터

(미통보) 2018-099 워터히터에너
지효율

2018-03-26 -

SAU/0 사우디아라비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

(미통보) 2018-100 가전제품에너
지효율

2018-03-26 -

BRA/0 브라질
일반(RoHS, WEEE 

등)
전기전자제품

(미통보) 2018-101 EU RoHS 유사규
정제정계획

2018-03-30 -

PHL/0 필리핀 전기기기 전기제품
(미통보) 2018-104 의무인증대상
의특정전기제품에대한표준갱
신

2018-03-30 -

IND/0 인도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

(미통보) 2018-107 E-waste 가전제
품재활용규제

2018-03-30 -

www.knowtbt.kr에서발췌인용

2018년 2월 28일 SASO 주관으로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규정변경에대한워크샵이진행되어아래변경사항이정식적으로공지되었습니다. 
건조기와워터히터는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규정에새로추가된제품군이며, 냉장, 냉동고와세탁기는시험방법및에너지등급과라벨관련
사항이변경되었습니다. 에어컨은시험방법은변경되지않고, 에너지등급과라벨관련사항만변경되었습니다. SASO 워크샵에서공지한시행
일자는 2018년 6월까지구라벨등록시스템이종료되고, 2018년 7월부터 COC 규제가이루어질 것이라고했습니다. 또한세관규제는 2018년 10월, 
시장규제는 2019년 9월로공지하였습니다. 

인터텍은 SASO 지정시험소로신규에너지규격에준한시험및승인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기술장벽)
•국가간서로상이한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적용함으로써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 무역상장애요소를의미함.
• WTO TBT 협정 : WTO('95년출범) 전체회원국(157개국/'12년말)을대상으로효력을가지는강제력있는협정으로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짐.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99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417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19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20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21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22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23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24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73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77
http://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Detail.do?detailSeq=28381
http://www.knowt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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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전자파

출처
: www.rra.go.kr
: http://eep.energy.or.kr/more/knowhow.aspx

1. 전자파는거리가멀어지면많이약해진다.
전자파는거리가멀어지면급격히약해지는데이론적으로
전기장강도는거리에반비례하여공간에서손실됩니다.

1) 무선기준에서정한전파출력및전기장강도이며안테나이득은고려하지않음
2) 전자파가일정하게감소하는원거리장(far-field)을 10m 거리로기준하여적용함

2. 대부분전기·전자제품은전자파시험을통과해야한다.
전기를받아동작하는전기·전자제품은반도체등의부품소자들의
조합으로인하여불필요한전자파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부터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관한제도가시행되어전자파
시험을의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 전기를사용하는전기장판등
인체에접촉하여사용하는가전제품은 2017년 7월부터전자파인체
보호기준도적용하여 60 Hz 중심(10 Hz~400 Hz)으로자기장강도를
측정하여합격한경우에한하여인증후판매하도록하고있습니다.

생활속무선기기의종류

예를들어, 실제환경(주위건물, 물건등)에따라다소차이가있을수
있으나이론적(자유공간상)으로 2배의거리가떨어지면전기장
강도는약½배약해지고전파출력은약¼배로감소됩니다.

생활속의절약노하우

알고보면안심되는전자파이야기 TV는안볼때꼭꺼주세요

에너지절약효과분석

불필요한 TV시청시간을줄일시

월절감형 4.02 kWh
월

절감금액
488원 CO₂감축량 1.8kgCO₂

* 소비전력 149.1W, 월 27일사용, 사용시간 1시간/일줄일시

절약Tip
✓ TV 플러그를뽑아두세요

- TV는자체스위치를꺼도플러그를빼지않는한일정량의
대기전력이소비됩니다.
- 월절감량 : 2.4 kWh, 절감액 : 292 원
- CO₂감축량 : 1.1 kgCO₂
- TV(4.33W), 18.5시간대기전력차단시

✓ 셋톱박스도플러그를뽑아주세요
- 셋톱박스는보급률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전기기로
소비전력이높은제품입니다.
- 월절감량 : 4.35 kWh, 절감액 : 530 원
- CO₂감축량: 2 kgCO₂
- 셋톱박스(7.85W), 18.5시간대기전력차단시

✓ 적정볼륨으로시청하세요
- TV볼륨을 20%만키워도한달에 0.8kWh의전력을더
소비하게됩니다.
- 주 1회화면을닦아주세요.

✓ 불필요한 TV시청은자제해주세요
- 최근 TV는대형화추세로인해소비전력이꾸준히증가하는
가전제품중하나입니다.
- 불필요한 TV시청만자제해도많은전력소비를줄일수
있습니다.

http://www.r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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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tek building, 3, Gongdan-ro 160beon-gil, 

Gunpo-si, Gyeonggi-do, 15845, Korea

Tel : +82 2 567 7474 / Fax :+82 2 567 8482

+82 2 567 7474

www.Intert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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